


는국내 1위 ICT 통합플랫폼솔루션전문기업입니다

20 401
공공

업계 1위 다운

산업별맞춤노하우
20년 동안 쌓아온

안정적인재무구조
전체 40% 차지하는

R&D 기술인력

기업 금융 통신

신용등급

BBB+

자본금

35.5억

매출액

313억

R&D

90명

전체인원

253명

기술인력

2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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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통합 데이터 플랫폼

성공적인 오픈소스 DBMS 구축을 위한 선택!





수직/수평확장(Cluster)

Application

Systems
접근제어정책 접근제어에이전트 마이그레이션엔진 데이터마이그레이션

데이터전송서버데이터전송모듈암호화에이전트에이전트관리서버

데이터암호화 백업모듈 감사모듈

통합에이전트

통합관리

모니터링에이전트

통합모니터링감사관리데이터백업/복구접근제어

Any DBMS

HDFS System



주요 기능

대용량데이터처리 공간데이터처리

Atomicity

Isolation

Consistency

Durability

완벽한 ACID구현

호환성 고가용성 비정형데이터처리 확장기능

동시성및데이터정합성보장







주요배경

초기 구축 시 고비용

기능제약

HA 구성 시 고비용

전용콘솔접근

파라미터 컨트롤
최소 제공

파일 시스템 접근 불가

수동 Scale In/Out

• 운영환경을 고려한 확장/축소

조건 설정

• 관리자 개입 없이 자동

확장/축소

• 운영환경을 고려한 확장/축소

조건 설정

• 관리자 개입 없이 자동

확장/축소



•다수의데이터이행프로젝트

수행경험바탕의정형화된이행

프로세스구축

•위험성최소화및성공적이행

보장

•다양한이기종 DBMS 지원

• GIS 데이터완벽이행지원

•이행검증을위한통계정보제

공

• Oracle to PostgreSQL 전환
을위한오픈소스솔루션

•오브젝트변환및데이터이행
•다양한이행옵션활용및통계
제공

•메모리기반, 병렬처리로빠른

이행

•다양한이기종 DBMS 지원

•개인정보데이터변환지원



편의성극대화 다양한DBMS 지원 이관성능

• GUI 기반으로 활용 용이

• 마이그레이션 설정 이력 관리 및 복원

• 스케줄 기능 연동

• DBMS 7종 마이그레이션 지원

• Oracle Spatial(GIS 데이터) 완벽 전환

• Unstructured Data 전환

• 원천 DBMS DDL 추출로 빠른 이관 지원

• 병렬 및 메모리 방식으로 빠른 성능 보장



백업정책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백업 통합 정책 관리

원격 백업 및 복구

WAL 파일을 활용한 PITR 

백업 후 유효성 검증

백업 스케줄링

정책관리

Backup SET
(통합관리)

Data file

WAL file

Data file

WAL file

Data file

WAL file



• 발생시 자동 발급
• 발생시 자동 폐기

• 신규 자동 발급
( )

데이터암호화
통합관리



• 발생시 자동 발급
• 발생시 자동 폐기

• 신규 자동 발급
( )

데이터암호화
통합관리



전송 원리 및 특징

실시간 전송

DBMS와 Kafka 통합 관리







통합
모니터링

다양한
부가기능

시스템
영향

최소화

• 다양한 화면 테마 지원

멀티 인스턴스 통합 모니터링

장애 근본 원인 즉시 확인

•

및

에이전트 설치 없이 동적 모듈

적용

신속한 성능 진단

인스턴스 클러스터링

•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영역

시
자동으로 감지

For Cloud



시스템과 DB 통합 모니터링 직관적인 장애 정보 요약 인스턴스 별 워크로드 비교 주요성능지표기반튜닝포인트제시



클라우드 및 환경에서 클러스터 자동 감지 및 관제





특장점

확장성
• 운영 서버와 복수의 대기 서버 구성

실시간
• 트랜잭션 완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

부하분산
• 대기 서버를 읽기 전용 서버로 활용하여 부하 분산

가용률
• 수동 복구 지원

유연한구성
• 동기식/비동기식 복제 지원으로 운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

Fail-Over
• 수동 Fail-Over 지원

WAL
Record

Fail-Over 
Manual 

!



특장점

확장성
• 운영 서버와 복수의 대기 서버 구성
• 서비스 중단없이신속한 확장

실시간
• 트랜잭션 완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

부하분산
• 대기 서버를 읽기 전용 서버로 활용하여 부하 분산
• 네트웍 분리로 부하분산

가용률
• 수동 복구 지원
• 신속한 장애복구를 통하여 시스템 가용을 극대화

유연한구성
• 동기식/비동기식 복제 지원으로 운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

Fail-Over
• 수동 Fail-Over 지원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무중단 시스템 구성

WAL
Record

Cloning 
방식 확장

Auto
Fail-Over



특장점

확장성
• DBMS 서버 확장에 따른 VIP 및 부하분산 관리

실시간
• 물리 IP와 VIP 매핑시 실시간 적용

부하분산
• 수평확장에 따른 1개의 VIP로 N개 노드 자동 Load 

Balancing

가용률
• Proxy 서버간 Process Watching 기능으로 Proxy 

시스템 가용률 극대화

유연한구성
• 이중화된 Proxy 서버를 활용한 조회용 Dataset 별도

분리 기능

Fail-Over
• Proxy 서버 이중화로 가용률 극대화

…..

Load Balance



특장점

확장성
• Kafka Topic 확장을 통한 대량 데이터 실시간 동기화
• 다양한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및 확장

실시간
• 변경이 일어난 데이터 대상 복제 및 실시간 전송

비용절감
• 별도의 상용 CDC 솔루션 도입 대비 저렴한 비용
•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

활용성
• Data Lake 구축을 통한 데이터 활용도 강화
• 분석 및 통계 연동

안정성
• 원천 DBMS에 가해지는 부하 감소

DBRAW BIN

JSON

DATA

상용

업무포탈



레퍼런스

성공적인 오픈소스 DBMS 구축을 위한 선택!





레퍼런스

금융 공공 기업

6기관

180 Core
업무

16기관

678 Core
업무

15기관

890 Core
업무



레퍼런스 상세

고객사 적용업무 비고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가맹신청 서비스(BF-Store)사업 소프트웨어 • 구축 완료, 7년간 운영중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_모바일 회원 모집 서비스(BF-Card) 사업 • 구축 완료, 7년간 운영중

주식회사 전북은행 거래종료고객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및 삭제 시스템 • 구축 완료, 2년간 운영중

주식회사 전북은행 규정관리시스템 구축 • 구축 완료, 4년간 운영중

주식회사 이크레더블 이크레더블 차세대 계정계 eXperDB for PostgreSQL 구축 • 구축 완료, 2년간 운영중

프놈펜상업은행(캄보디아) PPCB 코아 뱅킹 시스템 • 구축 완료, 3년간 운영중

하나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차세대 비대면 채널 구축 • 구축 완료, 1년간 운영중

주식회사 대구은행 DGB SB 코어뱅킹 시스템(캄보디아) 구축 프로젝트 • 구축 중, 프로젝트 투입

6개고객사 최대 7년간유지운영8개업무 180 코아



레퍼런스 상세

고객사 적용업무 비고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2017년 제1차 범정부 정보
자원 통합구축 HW1

• 행정안전부 외 4개 부처
• 6개 업무 적용, 4년간 운영중

2017년 제1차 범정부 정보
자원 통합구축 HW3

• 통일부 외 2개 부처
• 5개 업무 적용, 4년간 운영중

2017년 제2차 범정부 정보
자원 통합구축 HW1

• 해양수산부 외 1개 부처
• 3개 업무 적용, 4년간 운영중

2017년 제2차 범정부 정보
자원 통합구축 HW3

• 대검찰청 외 1개 부처
• 2개 업무 적용, 4년간 운영중

2017년 제3차 범정부 정보
자원 통합구축 HW1

• 보건복지부 외 1개 부처
• 2개 업무 적용, 4년간 운영중

2018년 제1차 범정부 정보
자원 통합구축 HW1

• 해양수산부
• 2개 업무 적용, 3년간 운영중

2018년 제1차 범정부 정보
자원 통합구축 HW5

• 국토교통부
• 1개 업무 적용, 3년간 운영중

2018년 제2차 범정부 정보
자원 통합구축 HW2

• 산림청 외 2개 부처
• 3개 업무 적용, 3년간 운영중

고객사 적용업무 비고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2019년 제1차 범정부 정보자
원 통합구축 HW1

• 행정안전부 외 3개 부처
• 7개 업무 적용, 2년간 운영중

2019년 제1차 범정부 정보자
원 통합구축 HW2

• 통계청
• 2개 업무 적용, 2년간 운영중

2019년 제1차 범정부 정보자
원 통합구축 HW3

• 국토교통부 외 1개 부처
• 3개 업무 적용, 2년간 운영중

2019년 제2차 범정부 정보자
원 통합구축 HW1

• 보건복지부 외 1개 부처
• 4개 업무 적용, 2년간 운영중

2019년 제2차 범정부 정보자
원 통합구축 HW2

• 산림청
• 1개 업무 적용, 2년간 운영중

2020년 제1차 범정부 정보자
원 통합구축 HW3

• 경찰청 외 3개 부처
• 9개 업무 적용, 구축중

한국저작권위

원회

UCI 연계기능 강화 등 기능 강
화 및 시스템 관리

• 3년간 운영중

국가생명윤리

정책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
정보시스템

• 4년간 운영중

16개기관 최대 4년간유지운영45개업무 678 코아



레퍼런스 상세

고객사 적용업무 비고

에스에스지닷컴

대고객 서비스 고도화 및 시스템 확장 구축 완료, 3년간 운영중

Subscription for Hybrid
Cloud Service

구축 완료, 2년간 운영중

중앙그룹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앱 고도화 구축

구축 완료, 3년간 운영중

태광그룹
태광산업 DMP구축 eXperDB
도입

구축 완료, 1년간 운영중

한화갤러리아 한화갤러리아몰 eXperDB 구축 구축 완료, 2년간 운영중

효성티앤에스 전원경영 채산관리 시스템구축 구축 완료, 1년간 운영중

영풍전자
MES 구축을 위한 eXperDB for 
postgreSQL

구축 완료, 2년간 운영중

인터플렉스
MES 구축을 위한 eXperDB for 
postgreSQL

구축 완료, 2년간 운영중

고객사 적용업무 비고

BGF리테일 협업시스템 구축 구축 완료, 1년간 운영중

시선인터내셔널 온라인쇼핑몰 구축 구축 완료, 1년간 운영중

한국야쿠르트 전동카트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구축 완료, 2년간 운영중

한진정보통신
한진그룹 PostgreSQL 
Subscription(콜센터 CTI)

구축 완료, 2년간 운영중

삼화페인트공업㈜
삼화페인트 웹사이트 구축
eXperDB 도입

구축 완료, 1년간 운영중

밸모어 주식회사
VZON 서비스 시스템 소프트웨
어 Subscription

구축 완료, 3년간 운영중

현대합섬공업 생산관리시스템구축 구축 완료, 4년간 운영중

태양금속 생산관리시스템구축 구축 완료, 4년간 운영중

15개기관 최대 4년간유지운영16개업무 890 코아



주요 케이스

성공적인 오픈소스 DBMS 구축을 위한 선택!





진입 시도

적극적인 및 홍보 활동

기회 부여로 타 오픈소스 및
상용 과 경쟁

샘플 전환 성능 우수

업무 쿼리 수행 성능 우수

추진
사업단

유지운영
사업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고 재수행
요청

3회
재수행

보다 객관적인 결과 요구

그러나!



진입 및 성과

<<성능 테스트결과>>

• 대등한 SELECT 성능, 압도적인DML 성능

• 극단적 부하에서도안정적인트랜잭션처리

TPS 그래프 TPS 그래프



의 발전

2020년 목표

한국형 아마존 구축





이슈 사항

주요이슈 개선아키텍처

추가를 통한 부하 분산

업무와 Read 업무 분리하여 장애 타격 최소화

다시고민!



변화 시도

M S S S

다시고민

?



변화 시도



도전

sendsend

• 오픈소스 DBMS를 활용한
획기적인 비용 절감

• 평상시 안정적이고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성공적인 오픈
(당시 6개월 동안 무장애)

성공

• 다양한 이벤트 대응에 따른 확장
필요 그런데..

• 서버 수입 및 구축에 따른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이슈

• 시스템을
로 전환

3차
도전



eXperDB의위기



클라우드 DB단점 eXperDB 도전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

Hybrid Cloud

아키텍처 제안

자동 Scale-Out 및

Scale-In 기능

기능 제약 없는

DBMS 제공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주요 이슈

* 현행 DBMS 시스템 과부화 및 노후화
* Oracle USA계약 종료에 따른 대응
* Oracle 증설시 CDC 라이선스 문제
* 복잡한 커리의 수행시 RAC 잦은 문제로
* 지속적인 트랜잭션 증가로 실시간 시스템 확장 필요
* 주요 업무 Workload는 특정 기간의 약 90% 이상이 읽기 업무 집중

현행 주요 개선

* 기존 대비 40% 성능 개선/ 획기적인 DBMS 비용 절감
* HCI 구축으로 백업 구축 불필요 효과
* 시스템 리소스 여유로 더 많은 상품 및 서비스 오픈을 통한 매출
3배 증대 효과

* DBMS 추가시 필수 솔루션 라이선스 문제 해결
* Auto Scaling 기능으로 안정성 및 다양한 워크로드 대응 확보
* 전문 모니터링과 관리기능 추가로 운영 효율성 극대화

주요
스팩

시스템 OS AIX

구축
스팩

시스템 OS RedHat

시스템 방식 On-Premise 시스템 방식 Hybrid Cloud (On-Premise + AWS EC2)

Storage SSD Storage On-Premise : SSD, AWS : EBS, Archive : EFS

DBMS 기종 Oracle 12c, MySQL DBMS 기종 eXperDB Enterprise 11.7

HA RAC, Active-Standby HA eXperDB-Cluster (Active-HotStandby) (35 Node)

DBMS DR 조사 불가 DBMS DR 본 프로젝트에서 제외

총 코아수 128Core * 4EA =  512 Core 총 코아수
On-Premise (64Core * 5EA= 320 Core)
AWS (64Core *30EA = 1,920 Core) : Auto Scaling

CDC Oracle Golden Gate (DR 및 배치용 데이터전송) CDC
Oracle Golden Gate  일부 사용하되 SSG.com의 모든 전시 데이터 eXperDB-Trans
로 전환 및 추가 활용

암호화 조사 불가 암호화 eXperDB-Encrypt (완전 Key 분리형)

성능관리 모니터링 MaxGauge 성능관리 모니터링 eXperDB-Monitoring

데이터 백업/복구 자체 백업 구축 데이터 백업/복구 자체 백업 프로세스 유지

보유 데이터 용량 측정 불가 보유 데이터 용량
DBMS 마다 3Tera 이상의 대량 데이터 (주기적 관리)
(업무당 3T * 35EA = 105T)

1일 트랜잭션
(Archive기준)

OLTP 업무 (800G), OLAP 업무 (2T) 1일 트랜잭션 (Archive기준) OLTP 업무 (1.5T), OLAP 업무 (3.8T)

확장 관리 Manual 확장 관리 eXperDB-Scale (Auto Scale OUT/IN)

VIP 관리 별도 솔루션 활용 VIP 관리 eXperDB-Proxy

사업명 SSG.com HCI(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프로젝트

기간 HCI개발 4개월 + 수행 2개월 + 안정화 1.5개월 = 총 7.5개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Oracle,
Mysql

고정512
Core

On-
Premise

고비용

eXperDB

고정 320 
Core

HCI

비용절감

유동
1920
Core+



Master
Server1

Server

eXperDB-Cluster

Master Back Server1

eXperDB-Cluster

send sendsendsendreceiver

Replication
Using Physical IP

Replication
Using VIPVIP_S

Fail-over

Event 발생 시
(eXperDB-Cluster 작동)

은 On-Premise Zone 및
Public/Private Cloud Zone 모두 Node, IP, Host 자동 감지

Clustering 범용 운영 Master IMG이벤트 운영 Slave IMG

Application
Server

B
iz

. S
er

vi
ce

대량 이벤트
서비스

완벽 대응

특화된
Workload의
신속한 대응

구축
비용 절감

수익 증가

Application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이크레더블

개요및전개

세계 3대신용평가사

‘FitchRatings’ (외국계)

한국기업평가

이크레더블

이크레더블 ISP 진행

For 차세대 프로젝트

주요미션 : 정보시스템 운영 비용 감축을
위하여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전환 검토

ISP 수행 중 PostgreSQL 및
eXperDB 제안

각종 가이드 제공

적극적인 기술 지원



이크레더블

기회

한국기업평가의 EDB로
기구축운영중인시스템이슈

차별화된경쟁력

기술지원 요청 시 업체간 떠넘기기로 일관

Oracle to EDB, 완전한 데이터 전환
보장되지 않음

오픈소스 기반이지만 역설적으로 표준 무시

DBMS 운영 필수 솔루션 부재

다수 버그에 따른 안정성 문제와
운영비용 상승

PostgreSQL 전문가 그룹으로 수준높은 기술지원 제공

표준화된 데이터 이관 프로세스,
풍부한 데이터 이관 경험

PostgreSQL 커뮤니티 준용 플랫폼으로
SQL 표준 강력 준수

오픈소스 라이선스 차용

DBMS 운영 필수 솔루션 기본 제공

승인



이크레더블 기업신용평가 차세대

주요 이슈

* 현행 DBMS 시스템 과부화 및 노후화
* Oracle 증설시 라이선스 문제
* Oracle 증설시 CDC 라이선스 문제
* Oracle 증설시 데이터 암호화 라이선스 문제
* Oracle 장애시 모니터링 기술지원 부재
* DR 구축 이슈
* 주요 업무 Workload는 약 80%이상이 대량 배치 업무
* 향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현행 주요 개선

* 기존 대비 30% 성능 개선
* 획기적 비용 절감 (기존 DBMS 필수 솔루션 포함)
* DBMS 추가시 필수 솔루션 라이선스 문제 해결
* 실시간 DR 구축, HA 구성으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별도 배치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운영
* 과거 대비 데이터 보안 강화
* 모니터링과 관리기능 추가로 운영 효율성 극대화
* 향후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전송 플로우 구축

주요
스팩

시스템 OS AIX

구축
스팩

시스템 OS RedHat

시스템 방식 On-Premise 시스템 방식 Private Cloud (Nutanix)

Storage NAS Storage NAS

DBMS 기종 Oracle 10g, 11g, 12c (버전 혼용) DBMS 기종 eXperDB Enterprise 11.7 (DR 동일)

HA 없음 HA eXperDB-Cluster (Active-HotStandby) (3 Node)

DBMS DR 없음 DBMS DR 구축 (1 Node)

총 코아수 8Core * 1EA = 8 Core 총 코아수 8Core * 2EA = 16 Core (추가 업무 포함)

CDC Oracle Golden Gate (DR 및 배치용 데이터전송) CDC eXperDB-Trans

암호화 D'amo (Key 일체형) 암호화 eXperDB-Encrypt (완전 Key 분리형)

성능관리 모니터링 없음 성능관리 모니터링 eXperDB-Monitoring

데이터 백업/복구 조사 불가 데이터 백업/복구 Local (eXperDB-Management), Extenal (ArcData)

보유 데이터 용량 약 10 Tera (데이터+인덱스) 보유 데이터 용량 약 20T (데이터+인덱스, 추가 업무 포함)

1일 트랜잭션
(Archive기준)

배치업무 (200G), 외부연계 업무 (100G) 1일 트랜잭션 (Archive기준) 배치업무 (400G), 외부연계 업무 (100G)

확장 관리 없음 확장 관리 Manual

VIP 관리 없음 VIP 관리 eXperDB-Proxy 제품이 2020년 6월 Release로 미구축

사업명 이크레더블 기업신용평가 차세대

기간 수행 11개월 + 안정화 2개월 = 총 13개월



이크레더블 기업신용평가 차세대

Oracle

비효율적
운영관리

On-
Premise

고비용

eXperDB

통합
플랫폼

Public
Cloud

비용절감



이크레더블 기업신용평가 차세대

DBMS 시스템 기본구성

기업시스템

신용시스템

관리시스템

개인시스템

기타 업무

Result Info Request Info

API / RCP

Key

Info.

총괄통계

변환통계

기타 통계

원천 데이터

기업시스템

신용시스템

관리시스템

개인시스템

기타 업무

D
b

 lin
k

Data

Encryption

DBMS System

Monitoring

DBMS Access

Control

Data Backup

Control

DBMS Audit

Control

수집 통계

분석



전북은행 & 대구은행

• Oracle에서 오픈소스

eXperDB로 변환 사업

• PJ기간 : 2017년

11월 (3개월)

전북은행
규정관리 시스템

구축

現) 무장애진행중

• 신규 프로젝트

• PJ기간 : 2018년 4월

(6개월)

• 주사업자 : 엑셈

전북은행
대용량 과거데이터

시스템 구축

現) 무장애진행중

• 국내 계정계 이식 프로젝트

• PJ기간 : 2018년 5월

(13개월)

• 주사업자 : 투이컨설팅 & 

모빌CNC

전북은행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 코아뱅킹 구축

現) 휴먼장애 2건
(Disk Full, Backup 시간조정)

계정계시스템을
오픈소스로
구축한

최초사례

DGB (대구은행) 
캄보디아특수은행
계정계시스템구축

사업의착수
기
반



코아뱅킹(계정계) 구축

주요 이슈

* 현행 전북은행 계정계 전체 기능을 제공해야함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DBMS(Oracle)와 유사한 DBMS 선정 필요

* 해외 수출시 Oracle 라이선스 문제
* 해외내에서의 Oracle 기술지원 부재
* DBMS 필수 솔류션 라이선스 비용 문제
* 원격 DR 및 테스트계 구축 이슈
* 주요 업무 Workload는 동남아 특성상 약 90%이상이 모바일
뱅킹 업무

* 국제적인 표준화 준수 필요

현행 주요 개선

* 기존 대비 30% 성능 개선
* 획기적 비용 절감 (기존 DBMS 필수 솔루션 포함)
* DBMS 추가시 필수 솔루션 라이선스 문제 해결
* 조회 업무 분산 기능으로 모바일 뱅킹의 최적화
* 실시간 DR및 테스트계 구축
* 과거 대비 데이터 보안 강화
* 현지 DBA를 고려한 모니터링과 관리기능 추가로 운영 효율성 극대화

주요
스팩

시스템 OS AIX

구축
스팩

시스템 OS RedHat

시스템 방식 On-Premise 시스템 방식 Private Cloud (VMware vCenter)

Storage 기존 계정계 조사 불가 Storage SSD

DBMS 기종 Oracle 12c DBMS 기종 eXperDB Enterprise 10.5 (DR 동일)

HA RAC HA eXperDB-Cluster (Active-HotStandby) (2 Node)

DBMS DR 기존 계정계 조사 불가 DBMS DR 구축 (1 Node), 원격 테스트계 (1Node)

총 코아수 기존 계정계 조사 불가 총 코아수 16Core * 2EA = 32 Core (추가 업무 포함)

CDC Oracle Golden Gate CDC 미대상

암호화 기존 계정계 조사 불가 암호화 eXperDB-Encrypt (완전 Key 분리형)

성능관리 모니터링 MaxGauge 성능관리 모니터링 eXperDB-Monitoring

데이터 백업/복구 기존 계정계 조사 불가 데이터 백업/복구 eXperDB-Management

보유 데이터 용량 기존 계정계 조사 불가 보유 데이터 용량 약 2.3T (데이터+인덱스, 추가 업무 포함)

1일 트랜잭션
(Archive기준)

기존 계정계 조사 불가
1일 트랜잭션
(Archive기준)

약 12G

확장 관리 기존 계정계 조사 불가 확장 관리 Manual

VIP 관리 기존 계정계 조사 불가 VIP 관리 Private Cloud 기능 활용

사업명 PPCB 코아 뱅킹(계정계) 구축 프로젝트

기간 수행 10개월 + 안정화 2개월 = 총 12개월



코아뱅킹(계정계) 구축

Oracle

계정계
업무

On-
Premise

고비용

eXperDB

그대로
이관

Private
Cloud

비용절감



코아뱅킹(계정계) 구축

※

•

•

•

•

•



여신금융 협회 서비스 구축

주요 이슈

* 현행 DBMS 시스템 과부화 및 노후화
* MSSQL 증설시 라이선스 문제
* MSSQL 장애시 모니터링 기술지원 부재
* 하나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구조를
위한 Multi Tenancy 구현

* 내부적인 사용자 데이터 공존에 따른 사용자 별 데이터의 섞임은
절대 없어야 함.

*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 동시 유출 시 강력한 보안체계 필요

현행 주요 개선

* 기존 대비 60% 성능 개선
* 획기적 비용 절감 (기존 DBMS 필수 솔루션 포함)
* DBMS 추가시 필수 솔루션 라이선스 문제 해결
* HA 구성으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테이블을 Multi-Tenant 구성을 통한 통합관리로 업무 효율성 강화
* 테이블 단위 스토리지 MP를 각각 지정하여 데이터 섞임 방지 및
부하 분산을 통한 성능 향상

* Tenant별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한 데이터 암호화
* Tenant별 별도 암호화 Key관리를 구성하여 데이터 침범 시 보안 강화
* 모니터링과 관리기능 추가로 운영 효율성 극대화

주요
스팩

시스템 OS Windows

구축
스팩

시스템 OS RedHat

시스템 방식 On-Premise 시스템 방식 On-Premise

Storage 조사 불가 Storage NAS

DBMS 기종 MSSQL 2008 DBMS 기종 eXperDB Enterprise 11.7

HA 없음 HA eXperDB-Cluster (Active-HotStandby) (2 Node)

DBMS DR 없음 DBMS DR 미대상

총 코아수 4Core * 2EA = 8 Core 총 코아수 8Core * 2EA = 16 Core (추가 업무 포함)

CDC 불필요 CDC 미대상

암호화 없음 암호화 eXperDB-Encrypt (완전 Key 분리형)

성능관리 모니터링 없음 성능관리 모니터링 eXperDB-Monitoring

데이터 백업/복구 자체 개발 데이터 백업/복구 Local (eXperDB-Management), Extenal (ArcData)

보유 데이터 용량 약 700G (데이터+인덱스) 보유 데이터 용량 운영시 13T에서 지금은 약 1.8T로 데이터 리사이클링 (과거 데이터 이관)

1일 트랜잭션
(Archive기준)

약 10G
1일 트랜잭션 (Archive기

준)
약 30G

확장 관리 없음 확장 관리 Manual

VIP 관리 없음 VIP 관리 미대상

사업명 모바일 가맹신청 서비스(BF-Store), 모바일 회원 모집 서비스(BF-Card)

기간 수행 4개월 + 안정화 1개월 = 총 5개월



여신금융 협회 서비스 구축

MS-SQL

Multi
Tenancy

과부하

고비용

eXperDB

그대로
구현

60%
성능개선

비용절감



여신금융 협회 서비스 구축

구현아키텍처

업무 시스템

Instance(단일)

업무 DB (단일)

Schema (단일)

Table (Multi-Tenant)

Link/FDW

통계/집계 DB

시스템 DB 데이터

모니터링 모니터링

보안/모니터링시스템

암호화



하나저축은행 차세대 비대면 채널 구축

과거 주요 이슈

* 신규 구축 프로젝트
* Open Stack Cloud 기반의 가능한 DBMS
* Oracle 라이선스 문제
* 데이터 암호화 라이선스 문제
* DR 구축 이슈
* 향후 확장시 Down Time없이 노드 확장 필요

현행 주요 개선

* 획기적 비용 절감 (기존 DBMS 필수 솔루션 포함)
* DBMS 추가시 필수 솔루션 라이선스 문제 해결
(특히 데이터 암호화 비용 절감)

* HA, VIP 구성으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실시간 DR 구축
* 모니터링과 관리기능 추가로 운영 효율성 극대화

주요
스팩

시스템 OS 신규 구축

구축
스팩

시스템 OS RedHat

시스템 방식 신규 구축 시스템 방식 Private Cloud (Open Stack)

Storage 신규 구축 Storage SAN

DBMS 기종 신규 구축 DBMS 기종 eXperDB Enterprise 11.7 (DR 동일)

HA 신규 구축 HA eXperDB-Cluster (Active-HotStandby) (2 Node)

DBMS DR 신규 구축 DBMS DR 구축 (1 Node)

총 코아수 신규 구축 총 코아수 8Core * 2EA = 16 Core , DR : 2Core, 총 18Core

CDC 신규 구축 CDC 미대상

암호화 신규 구축 암호화 eXperDB-Encrypt (완전 Key 분리형)

성능관리 모니터링 신규 구축 성능관리 모니터링 eXperDB-Monitoring

데이터 백업/복구 신규 구축 데이터 백업/복구 eXperDB-Management

보유 데이터 용량 신규 구축 보유 데이터 용량 현재 3개월 운영중으로 약 10G (데이터+인덱스)

1일 트랜잭션
(Archive기준)

신규 구축
1일 트랜잭션
(Archive기준)

약 0,3G (데이터+인덱스)

확장 관리 신규 구축 확장 관리 Manual

VIP 관리 신규 구축 VIP 관리 eXperDB-Proxy

사업명 하나저축은행 차세대 비대면 채널 구축

기간 수행 3개월 + 안정화 1개월 = 총 4개월



하나저축은행 차세대 비대면 채널 구축

Oracle

읽기대량
트랜잭션

DR
구축이슈

고비용

eXperDB

VIP
&

부하분산

실시간
DR구축

비용절감



하나저축은행 차세대 비대면 채널 구축

DBMS 시스템 기본구성

통합

관제

서버

통합

관리

서버

DBMS & VIP & Load-balance 시스템 기본구성



기타사항

성공적인 오픈소스 DBMS 구축을 위한 선택!



주요내용

기능
• SQL 함수, 힌트, 인덱스, 파티셔닝, 권한, 분석함수 등 업무에

필요한 기능 선별하여 테스트

성능
• 최대 성능 수치 확인을 위한 임계 테스트
• 처리량(TPS), 응답시간, 리소스 사용률, 에러율 테스트

호환성
• SQL 호환성 검증 및 UDF (User Define Function) 검증

HA
• Gateway Fail시, Primary 장애시, DBMS 데몬 장애시 등 Fail 

Over 테스트

전환
• 테이블/인덱스/시퀀스 이관 테스트
• 대량 데이터 이관 테스트

연동
• WAS와 DBMS 연동 테스트
• DB Link 테스트

관리
• DBMS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 검증 (백업, 복구, 스케줄링, 

자동화, 감사, 데이터 암호화 등)

관제
• DBMS 모니터링 시 필요한 다양한 기능 검증 (다중 클러스터링, 

HA, 알람, 로그, 장애진단, 보고서 등)

방법 및 결과

기능 성능

전환

호환성

연동

•업무선정 : 원격관리시스템

•비교DBMS : 상용 DBMS 전체

•선정DBMS : PostgreSQL

•소요기간 : 약 3개월

•평가업체 : ㈜엑시엄

•업무선정 : 인사관리시스템

•비교DBMS : Oracle, Maria

•선정DBMS : eXperDB

•소요기간 : 약 2주

•평가업체 : ㈜하나ICT,㈜태광TCIS

•업무선정 : Brain 시스템

•비교DBMS : Oracle, Mysql

•선정DBMS : eXperDB

•소요기간 : 약 1개월

•평가업체 : ㈜SSG

기능 성능

전환

호환성

연동

기능 성능

전환

호환성 HA

연동

기능 성능

전환

호환성 HA

연동

•업무선정 : 쇼핑몰, 백화점

•비교DBMS : Oracle

•선정DBMS : eXperDB

•소요기간 : 약 2주

•평가업체 : ㈜한화시스템

관리 관제 관리 관제

관리 관제 관리 관제



변환 -

, 3.2 소요 (내부직원)

•그대로활용

•그대로활용

•그대로활용

•그대로활용

•그대로활용

•그대로활용

•그대로활용

•그대로활용

•그대로활용

•그대로활용

건당평균



사용자 친화적인 기반 환경



특허 출원



고객의 소리



▪ 이크레더블,한화갤러리아외다수시스템윈백

▪ 성능및클라우드를바탕으로주요경쟁제품전환

성능및기술지원기반경쟁솔루션윈백2

▪ 공식커뮤니티의아시아지역전문기술서비스기업

▪ 국내유일 강좌개설

▪ 국내유수기업대상 전문가 교육수행

국내유일의 PostgreSQL 공식커뮤니티3

▪ 한국정보화진흥원 체결

▪ 클라우드 기술지원/개발협약

공공오픈클라우드플랫폼(PaaS-TA) 지원4

▪ 타사대비차별화된기술력과풍부한경험축적

▪ 단일 대상독보적전문성보유

PostgreSQL만집중 R&D 수행(12년)1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주관오픈소스 과제 회연속수행

▪ 년과제우수수행사례선정

▪ 년오픈소스신기술과제선정

오픈소스분야 R&D 국책과제다수수행5

대외기술력및기술활동 1위

OLC 및공식기술전문서비스유일

경쟁솔루션고객사다수윈백



감사합니다.


